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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스트립 급전 구조와 네 개의 분기 선로 그리고 접지면에 슬릿을 갖도록 설계하여 WLAN 
과 WiMAX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4중 대역 안테나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18.0 mm(W) ⨯ 50.0 
mm(L) ⨯ 1.0 mm(h)의 유전체 기판 위에 16.0 mm(W1) × 48.0 mm (L₈)의 크기로 설계하였으며 18.0 mm(W) × 18.7 
mm(L₆) 접지면에 2.9 mm(W₇) × 4.0mm(L₇)의 슬릿을 삽입하여 설계하였다. 제작 및 측정결과로부터 -10dB 기준으

로 900 MHz에서는 60.8 MHz (873.0〜933.8 MHz), 2.4 GHz 대역에서는 310 MHz (2.33〜2.64 GHz), 3.4 GHz 대역

에서는 420 MHz (3.39〜3.81 GHz) 그리고 5.0 GHz 대역에서는 2,070 MHz (4.62〜6.69 GHz) 대역폭을 얻었다. 또
한 무반사실의 측정결과로부터 4중대역에서 이득과 방사패턴 특성을 나타내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ed a four-band antenna that can be applied to WLAN and WiMAX systems by designing a 
microstrip feeding structure, four branch lines and a slit on the ground plane. The proposed antenna is designed with a 
size of 16.0 mm (W1) × 48.0 mm (L8) on a dielectric substrate of 18.0 mm (W) × 50.0 mm (L) × 1.0 mm(h). and a 
slit of 2.9 mm (W7) × 4.0 mm (L7) is inserted into the ground plane of 18.0 mm (W) × 18.7 mm (L6). Based on -10 
dB production and measurement results, it obtained 60.8 MHz (8,730〜9,338 MHz), 310 MHz (2.33〜2.64 GHz) in the 
2.4 GHz band, 420MHz (3.39〜3.81 GHz) in the 3.4 GHz band, and 2,070 MHz (4.62〜6.69 GHz) in the 5.0 GHz. In 
addition, the gain and radiation pattern characteristics of the quadrant band are measured from the measurement results 
anechoic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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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인터넷 및 이동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 

해 이전에 단순히 음성만을 전송하던 서비스에서 사진 

및 영상 등의 고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서비

스로 확대되고 있다.[1]
기존 LTE(Long Term Evolution), WiMAX (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등의 무선 서비

스를 근간으로 한 4세대 이동통신에서는 다양한 고용량 

정보를 빠른 속도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지원함으로

써 풍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WLAN 
(Wireless LAN) 시스템과의 연동으로 다양한 콘덴츠 서

비스를 끊김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가

능성을 더욱 확장 시키고 있다.[2-3]
따라서 다양한 무선 서비스와의 연동을 위해서는 다

중 시스템의 결합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부품도 

다중대역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부품의 개발이 필수적

이다. 관련된 다중대역 필터 및 안테나에 연구개발이 진

행되어 왔으며 더불어 소형화 및 광대역화를 갖는 다중 

안테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5]
한편 WLAN/WiMAX (2.4 GHz 대역, 3.4 GHz 대역, 

5.0 GHz 대역)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안테나와 900 MHz 
대역을 포함한 삼중대역 안테나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

루어졌고 GPS/WLAN/WiMAX (1.575 GHz, 2.4 GHz 
대역, 5.0 GHz 대역)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삼중대역 안

테나에 대한 개발도 이미 이루어졌다.[6-18] 그러나 900 
MHz WLAN 대역을 포함한 사중대역 안테나의 개발은 

아직 미미하다. 
본 논문에서는 900 MHz를 포함한 802.11ah, 802.11a, 

802.11b 규격 그리고 802.16e 표준화 규격에 적용 가능

한 다중대역 안테나를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안테나 설

계 시 요구되는 모든 대역에서 반사손실 특성을 만족하

고 또한 측정된 최대이득이 0 dBi 이상의 결과를 얻어 

900 MHz를 포함한 WLAN 모듈과 3.5 GHz 대역의 

WiMAX 모듈을 동시에 장착하여 서비스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적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능이 우수한 

안테나를 얻기 위해서는 우수한 반사손실, 방사패턴 그

리고 이득의 안테나 특성을 상용 툴을 사용하여 확인하

였다. 우수한 안테나 특성을 확인한 후 제안된 모델의 

수치를 사용하여 안테나를 제작하였으며 네트워크 분

석기를 사용하여 반사손실에 대한 그리고 전자파 무반

사실에서 측정을 통해 방사패턴과 이득 결과에 대한 측

정결과를 얻었다.

Ⅱ. 제안된 안테나 구조

2.1. 제안된 안테나의 구조

Fig. 1 Proposed antenna structure

제안된 안테나는 그림 1과 같은 구조로 설계하였다. 
제안된 안테나는 마이크로스트립 급전 구조를 갖고 네 

개의 분기 선로를 갖도록 설계하였으며 또한 접지면에 

슬릿을 삽입한 구조를 선택하였다. 여기서 선로 1은 900 
MHz 대역, 선로 2는 2.4 GHz 대역, 그리고 선로 3은 3.4 
GHz 대역, 선로 4는 5 GHz 대역에서 공진하도록 설계

하였다.
전체 기판의 크기는 18.0 mm(W) × 50.0 mm(L) 이고 

두께(h) 1.0 mm, 유전율() = 4.4 인 FR-4 기판이며제

안된 안테나는 16.0 mm(W1) × 48.0 mm (L₈)의 크기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접지면 크기는 18.0 mm(W) × 
18.7 mm(L₆)이며 슬릿 2.9 mm(W₇) × 4.0mm(L₇)을 삽

입하여 제안된 안테나를 설계하였다. 설계는 Ansoft사
의 HFSS를 이용하여 제안된 안테나의 임피던스와 방사 

패턴 특성 변화를 확인하여 반사손실 특성이 가장 우수

한 모델을 선택하여 제작하였다. 
제안된 안테나의 설계규격은 요구되는 WLAN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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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928 MHz, 2.4~2.484, 5.15~5.35 그리고 5.7~5.85 
GHz)과 WiMAX 대역 (3.4~3.7 그리고 5.1~5.85 GHz)
에서 반사손실이 –10 dB 이하의 특성을 얻도록 하였으

며 이득은 0 dBi 이상, 방사패턴은 정방향성 특성을 갖

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2.2. 제안된 안테나의 설계 과정

그림 2는 L1길이에 따른 설계된 안테나의 시뮬레이

션 반사손실 특성을 나타내었다. L1은 선로 1의 길이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로서 가장 긴 길이의 선로이며 900 
MHz 대역의 반사손실 특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

다.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이 L1의 길이를 27.3 mm부터 

29.3 mm까지 1.0 mm 씩 변화시키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요구되는 전 대역에 걸쳐 반사손실 특성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L1의 길이를 27.3 mm 그리고 29.3 
mm로 설정하였을 경우, 900 MHz 대역에서 49.4 MHz 
(922.4~971.8 MHz) 그리고 55.3 MHz (813.8~869.1 
MHz) 반사손실 대역폭을 얻었지만 두 경우 모두 요구

되는 주파수 대역에는 만족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L1의 길이는 28.3 mm로 설정할 경우, 56.3 MHz 
(873.8~930.1 MHz) 시뮬레이션 반사손실 대역폭을 얻

었으며 요구되는 주파수 대역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L1의 길이가 2.4 GHz 대역에서도 반사손

실 특성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얻어진 시

뮬레이션 반사손실 결과를 표 1에 정리하여 표시하였

다. 요구되는 900 MHz 대역의 주파수 대역과 반사손실 

특성을 얻기 위해서 L1의 길이는 28.3 mm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Fig. 2 Return loss characteristic of the effect of the L₁

Table. 1 results of simulation L₁

Frequency
Band

Band
Width

900 MHz 2.4 GHz 3.4 GHz 5.0 GHz 

L₁= 
27.3mm

922.4〜97
1.8 MHz

2.27〜3.01 
GHz

3.49〜4.02
GHz

4.57〜6.82
GHz

L₁= 
28.3mm

873.8〜93
0.1 MHz

2.30〜2.90 
GHz

3.37〜3.81
GHz

4.54〜6.74
GHz

L₁= 
29.3mm

813.8〜86
9.1 MHz

2.40〜2.59 
GHz

3.40〜3.73
GHz

4.44〜6.51
GHz

그림 3은 L2의 길이 변화에 설계된 안테나 시뮬레이

션 반사손실 특성을 나타내었다. L2는 선로 3의 길이의 

선로이며 3.4 GHz 대역의 반사손실 특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L2의 길이를 2.8 mm부터 4.8 mm까지 

1.0 mm 씩 변화시키면서 시뮬레이션 반사손실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L2의 길이변화가 900 MHz 대역, 
2.4 GHz 대역 그리고 5.0 GHz 대역의 주파수 대역폭에

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2의 길

이를 2.8 mm 그리고 4.8mm 로 각각 설정 하였을 경우, 
3.4 GHz 대역에서 0.47 GHz (3.47 ~3.94 GHz) 그리고 

0.41 GHz (3.27~3.68 GHz) 시뮬레이션 반사손실 대역

폭을 얻었으며 두 경우 모두 요구되는 주파수 대역에는 

만족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L2의 길이는 

3.8 mm로 설정할 경우, 0.44 GHz (3.37~3.81 GHz) 시뮬

레이션 반사손실 대역폭을 얻었으며 요구되는 주파수 

대역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얻어진 시뮬레이

션 결과를 표 2에 정리하여 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L2

의 길이는 3.4 GHz 대역의 충분한 대역폭을 얻기 위해

서는 3.8 mm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Table. 2 results of simulation L₂

Frequency
Band

Band
Width

900 MHz 2.4 GHz 3.4 GHz 5.0 GHz 

L₂= 
2.8mm

887.9〜94
5.8 MHz

2.28〜2.91
GHz

3.47〜3.94
GHz

4.54〜6.91
GHz

L₂= 
3.8mm

873.8〜93
0.1 MHz

2.30〜2.90 
GHz

3.37〜3.81
GHz

4.54〜6.74
GHz

L₂= 
4.8mm

894.3〜93
9.3MHz

2.28〜2.88
GHz

3.27〜3.68
GHz

4.54〜6.65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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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turn loss characteristic of the effect of the L₂

그림 4는 선로 4의 길이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로서 네 

번째로 긴 길이의 선로이며 5.0 GHz 대역의 반사손실 

특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에 나타내는 바

와 같이 L4의 길이를 4.4 mm부터 6.4 mm까지 1.0 mm 
씩 변화시키면서 시뮬레이션 반사손실 결과를 비교하

여 나타내었다. L4의 길이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반사

손실 결과, 요구되는 주파수 대역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L4의 길이를 5.4 mm로 설정하였을 

경우, 5.0 GHz 대역에서 시뮬레이션 반사손실 특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L4의 길이를 5.4 mm로 설

정하였다. 얻어진 시뮬레이션 반사손실 결과를 표 3에 

정리하여 표시하였다. 

Fig. 4 Return loss characteristic of the effect of the L₄

Table. 3 results of simulation L₄
Frequency

Band
Band 
Width

900 MHz 2.4 GHz 3.4 GHz 5.0 GHz 

L₄= 
4.4mm

890.0〜94
5.8 MHz

2.27〜2.91
GHz

3.46〜3.85
GHz

4.66〜6.69
GHz

L₄= 
5.4mm

873.8〜93
0.1 MHz

2.30〜2.90 
GHz

3.37〜3.81
GHz

4.54〜6.74
GHz

L₄= 
6.4mm

890.0〜94
5.8 MHz

2.28〜2.87
GHz

3.29〜3.76
GHz

4.31〜6.81
GHz

그림 5는 제안된 안테나의 접지면에 슬릿이 존재 유

무에 따라 시뮬레이션 반사손실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
림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접지면에 슬릿이 존재하지 않

을 경우, 시뮬레이션 반사손실 특성은 –10 dB를 기준

으로 1,300 MHz (5.29∼6.59 GHz) 대역폭을 얻었으나 

요구되는 WLAN/WiMAX 5.0 GHz 대역(5.15∼5.875 
GHz)을 만족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슬릿이 존

재할 경우의 시뮬레이션 반사손실 특성은 2,200 MHz 
(4.54∼6.74 GHz)로 요구되는 주파수 대역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얻어진 시뮬레이션 결과를 표 4에 

정리하여 표시하였다.

Table. 4 results of simulation with/without slit
Frequency

Band
Band
Width

900 MHz 2.4 GHz 3.4 GHz 5.0 GHz 

without 
slit

904.9〜95
3.1 MHz

2.45〜2.96
GHz

3.53〜3.86
GHz

5.29〜6.59
GHz

with slit 873.8〜93
0.1 MHz

2.30〜2.90 
GHz

3.37〜3.81
GHz

4.54〜6.74
GHz

Fig. 5 Return loss characteristic according to the with 
and without s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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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로부터 제안된 안테나의 최적화된 시뮬

레이션 반사손실 특성을 얻었으며 900 MHz에서는 56.3 
MHz (873.8〜930.1 MHz), 2.4 GHz 대역에서는 600 
MHz (2.30〜2.90 GHz), 3.4 GHz 대역에서는 440 MHz 
(3.37〜3.81 GHz) 그리고 5.0 GHz 대역에서는 2,200 
MHz (4.54〜6.74 GHz)의 대역폭을 얻었으며 요구되는 

4중대역 특성을 확인하였다. 설계된 안테나의 최적화된 

값을 표 5에 나타내었다.

Table. 5 Parameters of proposed antenna

Parameter value [mm] Parameter Value [mm]

W 18 L₁ 28.3

W₁ 16 L₂ 2.8

W₂ 5.7 L₃ 10.7

W₃ 2.2 L₄ 5.4

W₄ 2.2 L₅ 16

W₅ 4.8 L₆ 18.7

W₆ 7.6 L₇ 4

W₇ 2.9 L₈ 48.0

W₈ 1.15 h 1.0

L 50

제안된 안테나의 동작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상용 툴

(HFSS)을 사용하여 전류밀도 분포를 그림 6에 나타내

었다. 그림 6(a)는 902 MHz 주파수, 그림 6(b)는 2.4 
GHz 주파수, 그림 6(c)는 3.4 GHz 주파수, 그림 6(d)는 

5.15 GHz 주파수에서 각각 제안된 안테나의 표면 전류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900 
MHz 대역에서는 제일 긴 선로에 강한 전류밀도가 분포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선로 1의 길이

가 900 MHz 대역의 반사손실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2.4 GHz 대역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4 GHz 대역에서는 선로 

2에 강한 전류밀도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3.4 
GHz 대역에서는 선로 3에 강한 전류밀도 분포를 확인

하였다. 5.15 GHz 대역에서는 선로 4와 접지면 슬릿에 

강한 전류밀도 분포를 확인하였다.

Fig. 6 The surface current density of proposed antenna
(a) 902 MHz, (b) 2.4 GHz, (c) 3.4 GHz, (d) 5.15 GHz

Ⅲ. 제작 및 측정

제안된 모델에 대해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여 가장 

우수한 안테나 특성을 얻었으며 각 파라마테나의 수치

를 사용하여 제안된 안테나를 제작 및 측정하였다. 그림 

7은 실제 제작된 안테나이며 그림 8은 시뮬레이션 반사

손실 결과와 측정된 반사손실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제작된 안테나는 네트워크 분석기(Network 
Analyzer, Anritsu MS4623B)를 이용하여 측정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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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결과가 거의 일

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2.4 GHz 대역에서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오차는 PCB 가공

기를 이용한 제안된 안테나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오

차인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결과, -10dB 기준으로 900 
MHz 대역에서는 60.8 MHz (873.0~933.8 MHz), 2.4 
GHz 대역에서는 310 MHz (2.33~2.64 GHz), 3.4 GHz 
대역에서는 420 MHz (3.39〜3.81 GHz) 그리고 5.0 
GHz 대역에서는 2,070 MHz (4.62~6.69 GHz) 대역폭을 

얻었다. 

    

Fig. 7 Propose antenna (a) Front view, (b) Back view

Fig. 8 The simulated and measured return loss results

그림 9, 10 11, 12는 제작된 안테나의 방사패턴을 측

정한 것이다. 그림 9는 925 MHz 주파수에서 그림 10은 

2.4 GHz에서 그림 11은 3.7 GHz에서 그림 12는 5.75 

GHz에서 방사패턴을 나타내었다. 제안된 안테나에서 

측정한 방사패턴은 3D로 제시하여 나타내었으며 동작

대역에서는 각각 전방향성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13은 제안된 안테나를 측정하여 안테나의 이득을 나타

내었다. 900 MHz 대역에서는 –6.05 dBi 평균이득과 

0.33 dBi의 최대이득이며, 2.4 GHz 대역에서는 –2.62 
dBi 평균이득과 2.07 dBi의 최대이득, 그리고 3.7 GHz 
대역에서는 –3.78 dBi의 평균이득과 2.66 dBi의 최대

이득이며 5.25 GHz 대역에서는 –5.39 dBi 평균이득과 

3.22 dBi의 최대이득을 얻었다. 측정된 최대이득 및 평

균이득값을 표 6 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6 Results of measured gain

Frequency
Bnad

900 MHz
band

2.4 GHz
band

3.4 GHz
band

5.0 GHz 
band

measur
ement

average 
gain -6.05 dBi -2.62 dBi -3.78 dBi -5.39 dBi

peak 
gain 0.33 dBi 2.07 dBi 2.66 dBi 3.22 dBi

Fig. 9 3D radiation pattern of 925 MHz

Fig. 10 3D radiation pattern of 2.4 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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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3D radiation pattern of 3.7 GHz

Fig. 12 3D radiation pattern of 5.75 GHz

Fig. 13 measured peak gain of the proposed antenna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4개의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들을 분기

하여 WLAN/WiMAX 주파수 대역에 적용가능한 안테

나를 제안하였다. 또한 안테나를 실제 제품에 맞게 설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디자인을 고려하여 안테나의 위

치가 결정되어야한다. 안테나의 위치에 따라 특성이 달

라지므로 이에 따른 최적화된 설계가 필요하다. 제안된 

안테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를 확인하였

고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제일 우수한 안테나 특성을 

얻을 때의 값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계된 안테나의 표면 

전류 밀도를 확인하고 4중대역의 동작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반사손실 결과로부터 제일 우수한 반사손

실 특성을 갖는 파라메타 값들을 사용하여 설계된 안테

나를 제작하고 네트워크 분석기를 활용하여 반사손실 

특성을 측정하였다. 반사손실 측정결과 –10dB를 기준

으로 900 MHz 대역에서는 60.8 MHz (873.0~933.8 MHz), 
2.4 GHz 대역에서는 310 MHz (2.33~2.64 GHz), 3.4 
GHz 대역에서는 420 MHz (3.39~3.81 GHz) 그리고 5.0 
GHz 대역에서는 2,070 MHz (4.62~6.69 GHz) 대역폭을 

얻어 요구되는 900 MHz, 2.4~2.484 GHz, 5.1~5.87 GHz 
WLAN 대역을 만족하고 있고 3.4~3.84 GHz, 5.1~5.87 
GHz WiMAX 대역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측
정된 방사패턴은 3D 방사패턴으로 제시하였으며 전체

적으로 정방향성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900 MHz 대역

에서는 –6.05 dBi 평균이득과 0.33 dBi의 최대이득이며, 
2.4 GHz 대역에서는 –2.62 dBi 평균이득과 2.07 dBi의 

최대이득, 그리고 3.7 GHz 대역에서는 –3.78 dBi의 평균

이득과 2.66 dBi의 최대이득이며 5.25 GHz 대역에서는 

–5.39 dBi 평균이득과 3.22 dBi의 최대이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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